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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nglish Learner Program Exit 
Letter 

Korean 

영어 학습 학생 프로그램 종료 서신 

학생 이름: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: 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
 (월/일/연도) 

학교: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
 
학부모/보호자 여러분께, 
 
최근 영어 능력 시험 결과에서 귀 자녀의 영어 읽기, 쓰기, 말하기, 듣기 능력이 현저히 향상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. 
언어 구사 능력은 해당 언어 또는 본인이 선호하는 의사소통 방식으로 이해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의 척도입니다.  귀 
자녀는 다음과 같은 주 및 교육구의 시험을 치렀습니다: 
 

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
 (Test used to measure level of English proficiency) 

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
 (Test used to measure level of English proficiency) 

  
영어 구사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, 귀 자녀는 표제 I (Title I), 표제 III (Title III) 또는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제공되는 본 교육구의 
영어 학습 학생 서비스 (English Learner Services)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. 
 
귀 자녀는 
 

다음 학교에 계속 출석하게 됩니다: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(name of school) 
 

다음 학교로 전학하게 됩니다: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작: __________________ 
 (name of school) (mm/dd/yyyy) 
 
귀 자녀가 영어 학습 학생 서비스를 마치기까지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경우 자녀의 학교나 
교사에게 문의해 주십시오. 귀 자녀가 학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귀 자녀의 학업 진척상황을 최소한 
4년간 추적할 것입니다. 
 
감사합니다. 
 
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
 이름 직함 
 
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
 전화 이메일 

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

학부모 또는 보호자: 다음의 내용을 작성하신 후 양식 전체를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
 
본인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(student name)이/가 영어 학습 학생 서비스를 종료하는 데 동의합니다. 본인은 제 
자녀가 이제 영어 학습 학생 서비스 없이 교육을 받을 것임을 이해합니다. 
 
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서명: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: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
 (월/일/연도) 

학부모 또는 보호자 이름: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
 
전화: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: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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